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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습자가 수학수업에 참여하는 교수·학습 행위

김 진 호 (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개혁론자들은 모든 학습자가 수학수업에

참여하는 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에

서는 교사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교수․학습

행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에 앞서, 교사는 학습자

는 저마다 다른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

마다 다른 수준에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지적 능

력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실환경꾸미기, 좌석배치, 과제 등에 대한 논의

도 이루어졌다.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 행위로 “아동들의 반

응에 대한 교사의 경청”,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

떻게 알았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학습

자의 의견을 허용적으로 수용하기”, “특정 의견을 지

지하지 않음”, “기다리는 시간 활용하기”, 그리고 “오

류 또는 실수에 대한 교사의 반응”에 대해서 논의하

였다.

1)

I. 들어가기

시대는 늘 변하고 있다. 사칙연산만 하면 되지 않

겠느냐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살고 있

고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직업에서 고급수학을 필요로 한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수학은 일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학

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학문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은 중요한 수학을

깊이 있게 배우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학습경

험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 인식론을 토대

로 하는 교사중심수업을 하는 수업을 분석한 연구 결

과(강민정, 2002; 신민아, 2002; 서동엽, 2003)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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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한 연구 결과(박교식, 1996)에 따르면, 모든 학습자가

수업 중에 다루어진 내용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수

업이라기보다는 특정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

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교

사들은 중간 수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

행한다는 신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학급에서는 당

연히 학습에서 소외된 학습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들

은 학습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교실에 있는 모든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수학교

실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한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뿐

만 아니라 모든 학습자들이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김진호, 2009). 이를 자신의 신념으로 형성하고

있는 교사는 수업 중 학습자의 지적희열로부터 내적

동기유발을 일으키려는 교수·학습 행위를 할 것이고,

이로부터 학습자들은 앎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모든 학습자가 수학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

는 수업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형성해

야 한다. 나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모두가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귀납적 오류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수학수업을 실천한 교육실천가들이 활용하는 교수·학

습 관행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서 일반 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모든 학습자가 수학 수업에 참여하

기 위한 몇 가지 암묵적 가정들

학습자들은 자신들에게 제시된 활동들을 통해서 경

험한 경험으로부터 그 경험 속에 잠재해 있는 의미를

구성해야 하는 반면에, 교사는 모든 학습자들이 저마

다의 수준에서 저마다에게 고유한 의미를 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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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수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암묵적 가정을 해야 한다. 첫째,

교사는 각 학습자는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김진호,

2009). 역으로, 학습자의 지식 구성 능력에 대해서 회

의적인 신념을 형성하고 있는 교사는 설명에 의한 간

접적 이해에 의존한 수업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둘째, 각 학습자가 현재 구성하고 있는 기저지식

및 그의 추론 능력은 학습자 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

사가 제공한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유사

한 학습경험을 할지라도 이들은 서로 다른 추상을 할

것이라는 점을 교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학

습자는 다양한 사고를 하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추상

을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더 잘

이들의 이해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Kamii, 1989;

NCTM, 2000). 교사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추론과정

및 그 결과물을 수업 중에 다루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각 학습자의 지식 구성은 단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각 학습자가 지식을 이해해 가는 과

정은 동화·조절·(불)평형화를 통한 끊임없는 자기 수

정의 과정이다. 같은 수학적 지식이라도 어떤 학생은

이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한 번의 학습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학습은 유사한 학습 경험을 여러

차례 해 본 후에야 그 지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

다.

넷째, 교사는 각 학습자가 보이는 오류에 대해서

관대하고 허용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 학습자가

보이는 오류는 각 학습자가 지적 정신작용을 하고 있

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오류는 좋은 학습소

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업 중, 궁극적으

로 학습 중 문제가 되는 것은 학습자가 보이는 오류

가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중 보이는 무사고(無思考,

no thinking)이다.

수업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수업과 관련된 요소

중 주로 교사와 학습자에 맞추어서 몇 가지 암묵적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지식 및 수업자료(특히,

전형적인 수업자료인 수학교과서) 등에 잠재해 있는

또 다른 가정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지만, 본 고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모든 학습자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행위로 제한한

다.

III. 모든 학습자가 수학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는 학습 환경 조성하기

1. 교실환경 꾸미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학습과 관련지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교실 공간 중 일부 공간은 수학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정해져야 한다. 특히, 게시판

중 일부 공간은 수학 수업 중 얻어진 자료를 게시할

수 있어야 하고, 날씨의 변화와 같은 오랜 시간에 걸

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저

학년의 경우 매일 해야 할 일 중 수학교과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공간 등이 있어야 한다(Bachman, 2003).

교실의 각 장소는 학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자신들이 수업 중 한 활동을 정해진 공간이나 임시

공간에 게시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은 수업 중에 완성

하지 못한 과제를 수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

고 완성해 간다(Burns, 2001). 예를 들어,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란 수업 소재로 실천한 곱셈 수업

을 마친 후, 교사가 이들의 학습활동지를 교실뒷문의

하단에 부착시켜놓았을 때, 학습자들은 쉬는 시간 뿐

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찾아와서 학습

활동지를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수업동영상

자료, 2007. 06. 27).

2. 좌석배치

교사는 교실 공간도 학습과 관련지어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하듯이, 학습자들의 좌석배치 또한 학습과

관련지어 좌석배치를 해야 한다. 먼저, 교사는 매너리

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수의 교사들이 사용하는 일

반적인 좌석배치 방법, 또는 자신이 언제가 성공을 거

두었던 특정한 좌석배치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교사는 학습자의 좌석배치시에도 자신이 근무

하고 있는 학교의 학습자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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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권위순, 2010, 개인적 대화).

다수의 교사들이 좌석배치시 흔하게 활용하는 요소

들로는 (1) 학습자들의 키, 시력 등 신체와 관련된 요

소, (2)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 요인, (3) 주별 또는

월별로 좌(또는 우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시간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요소를 준거

로 하는 좌석배치는 학습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

렵다. 혹자는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 요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고 강변할는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급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수아 1인, 부진아 1

인, 그리고 보통아 2인의 구성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수학교과서에서 제공해 주는 같은 수업소재로 같은

학습 경험을 시켜서 같은 학습 결과를 얻고자하는 바

람의 상징이다. 그리고 활동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수

학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좌석배치가 바로 이 좌석배

치라는 것이 위의 진술을 뒷받침해 준다.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좌석배치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

한 좌석배치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기

초부터 자신이 담당한 학습자들의 인지적·정의적 특

성을 파악해 가며 수시로 좌석배치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교사는 이를 통해서 자신이 담임을 하고 있는

현재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판단했을 때 최

선의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좌석배치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좌석배치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지속적인 변화를 줄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중

의 하나는 구성원들 사이의 인간관계이다. 교사는 이

것을 좌석배치시 학업성취도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해

야 한다. 모둠 활동은 모둠 구성원들간의 지적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둠 구성원들간의 지적협력 없이는

모든 모둠 구성원들이 주어진 모둠 활동으로부터 지

적희열을 얻을 수 없다. 교사는 모든 모둠 구성원이

과제를 완성하였을 때, 각 모둠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

둠에서 얻어진 과정 및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

검할 수 있는 교수·학습 행위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Wickett, Ohanian, & Burns, 2002, <부록 1> 참고).

또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모둠 구성원들은 다른 모

둠 구성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정 및 중간결과들이 올

바른지 검토하는 단계가 과제 수행 단계 중에 포함되

어야 한다(Burns, 2001, <부록 2> 참고). 즉, 모둠 활

동을 위한 과제는 모든 모둠 구성원들이 함께 작업을

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런 좌석배치를 위해서, 교사는 학기 초에 짝활동

을 중심으로 모둠별 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짝으로 좌

석배치를 해 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적합한 4인 1 모

둠의 좌석배치를 고려한다. 현재 초등수학교과서에 제

시되어 있는 수업자료는 몇 인을 1 모둠으로 하는 것

이 수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

시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교사

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무의식적으로 4인 1 모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좌석배치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한편, 좌석배치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 역시 고

려해야 한다. 앞서 이를 고려한 방식과는 달리, 모든

학습자들이 자신만의 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방안은 능력별 모둠 구성이다. 즉,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들끼리, 학습 능력이 보통인 학습자들끼

리, 그리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끼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모둠 구성은 현재 사용되고 있

는 초등수학교과서의 수업자료에는 적합하지 않은 좌

석배치 방식이다. 왜냐하면, 현재 초등수학교과서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수업자료는 각 학습자마다의 고유

한 지적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런데, <부록 2>와 <부록3>에 제시되어 있

는 수업자료처럼, 학습자마다 자신만의 사고를 기반으

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수업자료로 수업을 실천하는

교실에서는 이 좌석배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학습

능력이 부족한 만큼의 지적 성취를 얻을 수 있고, 보

통아는 보통아 수준 만큼 얻을 수 있고, 우수아는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김진호, 이소민, 김상룡, 2010).

현재 초등수학교과서에 제공되어 있는 수업자료는 암

묵적으로 보통아들에 초점을 두어서 개발된 것이다.

하지만, 수업은 모든 학습자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수

업자료 역시 모든 학습자들을 위해서 개발되어야 한

다. 즉, 학습능력이 처지는 학습자들도 주어진 수업자

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과제

모든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는 학습자들에게 주어지

는 과제의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 첫 번째, 과제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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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과제이어야 한다. 즉, 과제를 부여 받은 학습자마

다 다른 접근이 가능하며 다른 결론 또는 결과를 이

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는 과제 자체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바가 정해지

는 과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과제에 딸린

활동지도 역시 학습자들이 다양한 사고를 있는 그대

로 담아낼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활동지의 양식

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습자의 지적 정신 작용에

가능한 한 제약을 적게 주는 것이다. 즉, 백지에 가까

운 활동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은 주어진 과

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신들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

들을 기록하게 된다. 세 번째, 과제는 각 모둠 구성원

들이 모둠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얻은 자료(data)

는 그 나름대로 독특해야 한다. 이 자료의 차이는 모

둠 활동 이후에 벌어지는 전체학급토론에 학습자들을

몰입하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 이 차이로 인해

서,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낮은 차원에서의 지

식 구성에 참여 할 것이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습자

는 얻어낸 자료의 일반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Wickett, Ohanian, & Burns, 2002). 이런 방식으로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를 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의 내

용을 동료학습자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지식을 구성해

갈 수 있다(Sullivan, Mousley, & Jorgensen, 2009).

위에서 열거한 특성들을 모두 갖춘 과제를 개발하

는 것은 쉽지 않지만, 위의 특성 중 몇 가지가 융합되

어 있는 과제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원과 별 게임”이라는 곱셈 학습을 위해 개발된

수업자료(Burns, 2001, <부록 2> 참고)와 “초인종이

울렸어”라는 나눗셈 학습을 위해 개발된 수업 자료는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특성을 갖춘 수업자료이다

(Wickett, Ohanian, & Burns, 2002, <부록 3> 참고).

이 두 수업자료를 열린 과제란 측면에서 살펴보자.

“원과 별 게임”은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값으로 활동

을 해 간다는 점에서, 즉 주사위를 굴릴 때 나올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열린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2007 개정 교

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 2009)

의 2학년 2학기 ‘1. 곱셈’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은 학

습자에게 한 가지 사고만을 요구하는 닫힌 활동임에

틀림없다. 한편, “초인종이 울렸어.” 수업 자료 중 교

수·학습 지침의 7번을 살펴보도록 하자. 6번에서 접은

미니북의 두 번째 칸에서 여섯 번째 칸까지는 교사가

칠판에 적어 둔 나눗셈식 5개에 대한 그림, 글을 재진

술해야 한다. 그리고 남아 있는 두 칸에 초인종이 두

번 더 울렸다고 가정하고, 이 때 발생할 상황을 학습

자들이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 수업자료는 상황 설정마저 열려

있고 그 풀이과정도 열려 있고,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열려 있다는 점에서 열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열려 있

는 열린 과제이다. 이처럼 열린 과제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업에서는 차시별학습목표와 같은 패러다

임전환이전에 강조되던 것을 강조할 수 없다. 왜냐하

면, 열린 과제를 제공받은 학습자들은 학습자마다 다

른 사고과정을 거쳐서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

이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

적성에 적합한 수준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교

육과학기술부, 2007), 초등수학교과서에 열린 과제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하지만, 초등수학교과서에서 열린 과제의 용도

는 교육과정에서 밝힌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열린 과제 자체가 학습의 주요 소재가 되어야 한다.

현재 초등수학교과서에서 열린 과제의 용도는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응용을 위한 과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두 수업 소재는 앞서 언급한 과제의 두 번째 측

면 또한 잘 들어나 있다. “원과 별 게임”에서 학습자

에게 제공되는 활동지는 8쪽으로 된 미니북이다. 8쪽

중 첫 번째 쪽에 활동명과 활동자의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나머지 7쪽에는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상황을

그림, 곱셈식, 문장으로 적도록 되어 있다. “초인종이

울렸어” 역시 8쪽으로 된 미니북을 활동지로 사용한

다. 첫 번째 쪽은 활동명과 활동자의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이후 5쪽에는 ‘초인종이 울렸어’라는 수학 동

화에 등장하는 상황을 그림, 나눗셈식, 문장으로 적도

록 되어 있다. 앞서 진술했듯이, 나머지 2쪽에는 초인

종이 더 울렸다고 가정하고 활동자마다 자유롭게 상

황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그림, 나눗셈식, 문장을 적

도록 되어 있다. 이 두 활동지에 기록될 것은 미리 정

해진 것이 없이 실제로 학습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얻

어진 자료이다. 누구도 이들의 활동지에 기록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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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상할 수 없다. 교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리고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얻어낸 자료로부터 해 낸

추상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면서 수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수업을 운영해 가는 가운데 있어서 학습자들의

반응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

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하는 요소이다(Skemp,

1986).

IV. 모든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교

수·학습 관행

모든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수학 교실 문화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들은 기반 조건

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수학 교실에서 지식 구성

의 주체는 학습자가 되어야 하지만 수학 교실 운영의

주체는 교사라는 점에서, 수학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

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아동들의 반응에 대한 교사의 경청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교실 문화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청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각 학습자는 자신이 구성한 의미를

발표하면서 자신이 구성한 의미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동료 학습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가 구성한 의미

를 발표할 때 이를 경청함으로써 동료 학습자가 구성

한 의미를 자신들의 것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자신들이 이미 형성하고 있던 아이디어

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학습자들이

서로서로로부터 이해 과정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이

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각 학습자들은 다른 동료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서는 논의 또는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능숙한 경청자가 아니

라는 점에서, 교사는 이들을 위해 경청하는 것을 시범

보여 주어야 한다. 먼저, 교사는 학습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말할 때 의도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 주

어야 한다. 교사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듣고 있다는 것을 학습자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학

습자들 편에서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성해 내려는

동기유발이 된다. 교사 자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도

친구가 말하는 것을 경청하였는지 교사는 늘 확인하

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친구가 할 말을 이해했어

요?’라고 질문하고 학습자들이 일제히 “예”라고 대답

하였다고 해서 학습자들이 이해 한 것으로(이는 교사

의 설명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에도 해당된다.) 간주해

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교사는 친구가 말한 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도록 요청하는 교수․학습 행

위를 할 필요가 있다. 친구가 할 말을 앵무새처럼 되

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대로 발표를 한다

는 점에서 친구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교사는 이런

점에서 수업 내내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면 언제나 학

습자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에 대해

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수학교실문화를 형성하

기 위해서 수업 중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들

중의 하나는 각 학습자가 생각해낸 결과가 아니라 각

학습자가 어떤 논리, 어떤 절차, 어떤 수학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 결과에 도달했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결과만을 발표 할 때는 반드시 “어

떻게 구했어요?”라고 후속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학급구성원(예를 들어, 28명)이 자장면을

먹으려고 할 때 필요한 젓가락의 수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 한 학습자가 “28+28=56”이라고 반

응하였을 때, 이 학습자의 반응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만으로는 이 학습자가 답을 구한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사는 “28+28이 56이라는 것을 어떻

게 알았어요?”라고 질문해야 한다. 또한, 주어진 문제

상황은 일반적으로 2×28로 해석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이 학습자는 28×2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덧셈식에서 각 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주어진 문제 상황과 이 수

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어요?”라고 질문해야 한다.

교사가 제기하는 이런 종류의 열린 질문에 반응하려

고 노력하는 가운데 학습자들은 교사가 자신들의 사

고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

리고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사고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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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하려고 한다.

3. 모든 학습자의 의견을 허용적으로 수용

학습자들이 의견을 발표 할 때 교사는 경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학습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지금까지 발표한 아

이디어와 다른 의견을 구성한 학습자들은 모두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

은 “다른 의견을 구성한” 이다. 주어진 수업자료로 활

동을 하면서, 학습자들은 저마다의 지적수준 그리고

기저지식을 동원하여 저마다 다른 수준의 의미를 구

성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리고 다르게 학습한

다는 점에서 각 학습자들이 구성한 의미를 모두 표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닐지라

도, 굳이 같은 의견을 반복적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

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다양한 교수·학습 행위를 할

수 있다. 먼저, 특정한 학습자의 반응이 옳건 그르건

간에 이 학습자에게는 앞서 진술한 것처럼 자신의 사

고과정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료 학습자들

에게는 이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

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교사는 학년에 맞게 “같아요?

달라요”,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한편, 교사는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어요?”라는

발문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교사는 자신의 의견을 발

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습자에게는 모두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특정 의견을 지지하지 않음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수학교실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사가 명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다양성’이다(교육인적자원부, 1997). 이 다양성

은 다양한 종류의 교구를 활용한 수업을 하자는 측면

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매우 협소한 의미이고,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

용해가면서 학습을 하자는 것이다. 많은 학습자들이

열린 과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사고를 발표한

상황에서, 교사가 그 중의 한 가지 세련된 의견을 지

지하는 발언을 하면, 학습자들은 그 후 자유롭게 그리

고 틀릴 위험을 감내하면서 사고하지 않는 대신에, 교

사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

게 된다. 지식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학습자 스

스로 할 수 있는 교실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교수․학습 행위는 학습자의 지식 구성에

방해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대신에, 교사는 각 학습자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교수․학습 행위를 해야 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열린 발문을 던질 수 있다. “OO의 방법을 자신

의 말로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신의

방법이 아닌 OO의 방법대로 해 보세요.”, “지금까지

친구들이 발표한 아이디어들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

을까요?” 이런 발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구

성해 낸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들이 구성

한 아이디어들도 자신의 지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학

습기회를 갖는다. 이 과정이 바로 학습정리 과정이다.

교사가 전체학급토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면, 학습자들이 표현해 낸 아이디어를 간결하고, 명확

하고, 수학적으로 진술해 주는 정도이다.

반면에, 교사가 학습자들이 낸 아이디어들 중 특정

한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이것으로 수업활동의 주 소

재로 삼아 교수·학습 행위를 이어간다면, 주어진 활동

으로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구성한 다수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수업 중에 교사로부터

존중받고 가치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정서를 갖

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사고

를 포기하는 닫힌 사고에 익숙해지게 된다.

특정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는 교수․학습 행위를

통해서, 교사는 지식 구성의 책임이 학습자에게 있다

는 점을 학습자들이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5. 기다리는 시간 활용하기

모든 학습자가 수업에, 특히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

는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학습자 나름대로의 반응을 정리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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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주어야 한다. 교사가 질문을 하자마자 손을 드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는 학급 인원의 거의 반 정도의

학습자들이 손을 들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한 가

지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먼저 손을 드는

학습자에게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순간 다른 학습

자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사고를 포기하게 된다. 더 나

아가, 교사가 이 학습자의 반응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즉 교사 자신이 기다리던 반응이라고 판단되어서 다

른 학습자들의 아이디어를 들어 주지 않으면, 이 학습

자를 제외한 다른 학습자들은 더 이상 사고하기를 포

기하게 될 우려를 낳는다.

교사가 질문을 던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도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겠다는 표시를

하지 않을 때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중

한 가지가 ‘한 벌 활동’이다(Wickett, Ohanian, &

Burns, 2002). 즉, 2인 1조의 모둠에서 한 사람이 30초

동안 짝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하게 하고 짝은 친

구가 말하는 동안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경청해 주어

야 한다. 그러고 나서 30초가 지난 후, 그 역할을 바

꾸어서 말하기와 듣기를 한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

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해 볼 수 있는 가졌기 때

문에, 전체 학급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 보다 명

료하게 발표 할 수 있다.

6. 오류 또는 실수에 대한 교사의 반응

이해는 단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

다. 즉, 어떤 한 지식에 대한 이해는 단 한 번의 지적

활동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지식의

파괴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

이다(Skemp, 1986).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성(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오류(실수)

이다. 교사는 이것을 수업의 주요한 자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수업은 특정한 종류의 지식을 강요하는 형

식을 취하게 된다. 교사가 오류를 부정한다는 것은 많

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학습자들이 오류를 발생시켰을 때, 교사는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행위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자신이

한 활동을 반성해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한 가

장 기본적인 활동은 자신이 한 것을 읽어 보도록 하

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자신이 한 것을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다른 것은 자신이 한 일련의 행위를 다시 재연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부분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오

류를 교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사는 자신이 사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

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는 중 또는 사용하

였다면, 교사는 학습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

다.

이처럼 학습자가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새로운 앎의 순

간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교수․학습 행위이다. 수

업 중에 앎의 경험은 지적희열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이런 지적희열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지적희열을 이

끌어낼 수 있다.

V. 나오며

본고에서 진술한 모든 진술들은 본 연구자와 초등

교사들 사이에 있어 온 오랜 협력 및 본 연구자의 초

등교실 연구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진술되어 있다. 위의 진술들은 모두 우리나라와 외국

의 일부 초등학교 교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다.

수학교육관련종사자들은 이런 수학교실이 일부에 지

나지 않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의 밝

은 측면을 보면, 수학 수업은 체계이고, 이런 수학 수

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시도

한 것처럼 교육분야에서 패러다임적 전환이 이루어져

야 하는데, 현재 일부 초등교사들은 패러다임적 전환

이 이루어진 수학 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학습자가 수학 수업에 참여하는 수학 수업을

하면서도,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도 향상될 뿐만 아니

라, 학습부진아가 생겨나지 않는다(교육방송, 2010;

Chapin, O'Connor, & Anderson, 2003). 수업은 모두,

적어도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학습자를 위한 것

이지 특정 학습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앞서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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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듯이, 수업은 체계이다. 분명히, 모든 학습자를 위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이전 패러다임에서 실현되던 수

업의 양상과는 매우 다른 수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

라서, 초등교사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수업과 관련된

한 두 가지 요소만을 바뀌고 다수의 요소들에 대해서

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들이 운용하는 수학교실문

화에서는 이런 수학수업을 성취할 수 없다.

모든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수업

은 모든 학습자들이 저마다의 수준에서 저마다의 지

적희열을 느낄 수 있는 수학교실을 조성해 가는 것이

다. 이런 교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교사중심수업을 하는 교실에서의 교사의 역할과는 다

르지만, 그 부담감 및 책임은 더 없이 크다. 교사가

수업의 주체자임을 명심하며 학습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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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aching-learning practices all learners can participate in
mathematics instruction. 

Kim, Jinho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797-6, Daemyung 2 dong, Korea
E-mail : jk478kim@dnue.ac.kr

Mathematics educators oriented to reform-based curricular have asserted that mathematics teachers 
should lead instructions where all students in their classrooms are able to participated. In this 
paper, some practices for them to implement it are discussed. Before explaining them, some 
discussions are made about students ability to construct knowledge. One of them is that teachers 
should know different learners construct different understandings because of their differences of 
prior knowledge and reasoning ability. Also, it was discussed that teachers consider classroom 
environments, assigning children's sitting and tasks in the light of learning. The reason to state 
them is that perspectives of them should be changed. Finally, "Teacher's careful listening to 
learners' responses", "Why do think in that way?, How do you know?, What is it meant?", 
"accepting ideas from all learners", "no supporting a particular idea", "utilizing waiting time", and 
"teacher's responses to learner's errors and mistakes" are discussed as practices for letting all 
learners be participated in the mathematics instru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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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돈 나누기” 활동 중에서

교사는 “돈 나누기” 활동을 수업 초반에 소개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p. 10).

모둠들이 주어진 활동을 서로 다른 시간에 마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나는 “각 모둠은 마치자마자,

모둠 구성원 전부 내게로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해

요. 모둠 구성원 전부 다 와야 한다. 선생님이 너

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에게 또 다른 문

제를 줄 것이에요.”

그런 후, 이 교사는 실제로 수업 중에 각 모둠의 구성원

각자가 첫 번째 과제의 결과물을 교사에게 설명한 후 두

번째 과제를 제시해 주었다(p. 11).

데이비드, 베카, 카탈리나, 그리고 에미가 자신들

의 답을 나에게 보여 주었을 때, 자신들이 이 문

제를 푼 후 자신들이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

으로 검토했다는 사실에 이 어린이들은 특히 자

랑스럽게 생각했다. 베카는 “우리가 이 문제를 푼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우리 모둠에게 우리

는 5달러 지폐를 1달러 지폐 5장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들 각자는 1

달러씩 갖고, 그러면 4달러를 나눈 것이고 1달러

가 남아요. 우리는 남은 1달러를 쿼터 4개하고 교

환할 수 있어요. 4명이 있고 쿼터가 4개이고, 한

명에게 쿼터 한 개씩 주면 되요. 우리들 각자는 1

달러 지폐하나 쿼터 하나씩 가질 수 있어요.”라고

먼저 자신의 방법을 설명했다.

데이비드가 이어서 자신의 방법을 설명했다. “나

는 1달러 25센트를 4번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고 있어요. 더하면, 5달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것을 각 사람의 몫으로 생각하고 합해서 검토했

어요. 그런 후, 우리는 1달러 25센트에 4를 곱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5달러라고 생각했어요.”

에미가 이어서 설명했다. “선생님 이것을 5달러를

가지고 시작해서 1달러 25센트를 4번 빼어서 검

산할 수 있어요. 0이 남게 되요.”

교사는 어린이들의 설명을 들은 후 “선생님은 너

희들이 풀 새 문제를 갖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너희 4명이 50센트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부록 2> “원과 별 게임”의 교수·학습 지침

1. 어린이들에게 <원과 별 게임>이라는 2인용 게임을 하

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한다. 게임 하는 방법을

시범 보이기 위해서, 교사와 함께 시범을 보일 어린이 한

명을 칠판 앞으로 나오도록 한다.

2. 주사위 한 개를 굴리고 나온 눈의 수를 학급구성원들

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시범 보이기를 시작한다. 칠판에 주

사위 눈의 수 만큼의 원을 그린다. 어린이들에게 원을 그

릴 때 별 6개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원을 그려

야 한다고 지적해 준다. 다시 주사위를 굴리고, 학급구성

원들에게 주사위 눈의 수를 말해 준다. 그리고 앞서 그린

각 원 안에 주사위의 눈의 수 만큼의 별을 그린다. 그러고

나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 나온 어린이에게 주사위를 굴리

고 주사위 눈의 수 만큼 원을 정확히 그리도록 한다. 이

어린이에게 다시 주사위를 굴리도록 하고 정확한 수의 별

을 각 원 안에 그리도록 한다.

3. 학급구성원들에게 교사와 시범을 보인 어린이가 각각

그린 별의 개수를 알아보도록 요청한다. 각 그림 아래에

별의 총 수를 적는다. 학생들이 게임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판 또는 두 판 더 게임을 한다. 그

러고 나서, 시범을 보인 어린이를 제 자리로 돌아가 앉도

록 한다.

4. 종이 한 장을 4등분하여 접고, 접은 선에 따라 잘라내

고, 잘라낸 것을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미니북을 만드는 방

법을 설명한다.

5. 미니북의 앞장에 ‘원과 별 게임’과 교사의 이름을 적는

다. 교사는 게임을 하고 기록할 수 있는 쪽수가 7쪽이 남

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어린이들에게 세도록 한다.

각 놀이자가 각 판에서 그린 별의 수를 비교해보면 각 판

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 준다. 그러

나, 7판을 다 한 후에 각 판에서 얻은 모든 별을 합쳤을

때 더 많은 별을 가진 사람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어린이들 각자가 합계를 구하고 그것을

미니북 표지에 기록해야만 한다고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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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미니북을 만들고 <원

과 별 게임>을 할 것이에요. 만약 수업이 끝나기 전에 게

임이 끝나면, 두 번째 미니북을 만들고 다시 하세요.”라고

말한다.

7. 다음 날, 학생들에게 미니북 각 쪽에 곱셈식을 적는 방

법을 보여준다. 칠판에, 별 2개를 각각 가진 원 3개가 있

는 예시 쪽을 그린다. 그 아래에 2×3이라고 쓴다. 이것이

수학 기호를 사용해서 “2개씩 3벌(three sets of two)” 또

는 “2개씩 3묶음(three groups of two)”을 쓰는 방법이라

고 학생들에게 설명해 준다. 또 이 식을 “2의 3배” 또는

“2개(짜리)가 3번”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해 준다.

8. ＝6을 추가하는 것이 전부 별이 몇 개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칠판에 2×3＝6을 읽는 4가지 방법

을 적어 준다.

★ ★ ★ ★ ★ ★

2×3＝6

2씩 3벌은 6과 같다. (3 sets of 2 equals 6)

2씩 3묶음은 6과 같다. (3 groups of 2 equals 6)

2의 3배는 6과 같다. (3 times 2 equals 6)

2씩(짜리)가 3개 있으면 6과 같다. (3 2s equals 6)

9. 어린이들에게 짝과 함께 활동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자

신들의 미니북의 각 쪽에 적은 수학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이 수학식을

쓸 때, 그것을 서로에게 크게 읽어주세요. 각 식을 2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읽으세요.”라고 말한다.

10. 어린이들이 곱셈식을 기록한 후에, 소모둠 안에서 각

자의 미니북의 각 쪽에 있는 별의 수를 비교하는 작업을

시킨다. 나타난 서로 다른 별의 수, 빈번하게 발생한 수,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 한 수를 얻은 서로 다른 방법을 알

아내라고 어린이들에게 요청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발

견한 것을 전체 학급 토론에서 발표시킨다.

11. 다음 수학 시간을 시작할 때, 학급용 차트를 붙이고

학생들에게 그 위에 <원과 별 게임>의 점수를 기록할 것

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주기 위해, 한 어린이에게 완

성된 미니북을 가지고 차트 앞으로 나오게 한다. 어린이에

게 각 쪽에 있는 별의 수를 읽으라고 하고, 교사는 학급용

차트에 계수표시(mark tally)를 한다. 한 두 명의 학생들

혹은 어린이들이 각 판의 점수를 기록하는 방법을 확실히

이해했다고 확실할 때까지 반복한다.

12.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다음 날 수업의 시작 할 때,

어린이들이 학급용 차트에 기록하며 놀도록 한다. 어린이

들이 이미 전에 했던 게임이나 집에서 한 게임의 결과를

기록해도 좋다.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차트는 결론을

내리는데 좋다.

원과 별 게임 학급용 차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3. 학급용 차트 위의 자료를 토론하기 위해서 넷째 날

약 30분이 남았을 때 어린이들이 하던 활동을 그만 두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1×3 또는 3×1이 있는 쪽에서 3점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면서 시작한다. 12점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2×6, 6×2, 3×4, 4×3)을 가진 또 다른 수로 반

복한다. 그러고 나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질문들을 가능한 한 많이 하면서 토론을 이끈

다.

학급용 차트에 있는 수자들이 36까지 밖에 없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계수 표시가 없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계수 표시

가 거의 없는 것은 어떤 수입니까?

가장 많은 계수 표시가 있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원과 별 게임>을 하면서 만들 수 없는 수는 어떤

수들이 있습니까?

일부 수가 다른 수보다 계수 표시를 더 많이 갖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4. 교사가 원한다면, 이후에도 어린이들에게 다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학급용 차트에 계수 표시를 추가하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13번째 단계에 있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토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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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초인종이 울렸어” 수업 자료

수업자료 명: 초인종이 울렸다.

개요

이 교수·학습 활동안은 Pat Hutchins의 초인종이 울렸

다는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책은 학생들에게

표준 나눗셈 기호를 문제 상황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준다. 이 교수·학습 활동안은 또한 어린이

들이 나머지와 나머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

고 그리고 나눗셈과 분수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

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초인종이 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나눗셈식

으로 재진술하고 자신들이 기호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

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또한, 각 어

린이는 등분제 문제를 창안해 내고 이 이야기의 속편

을 작성한다. 이 속편은 단일 사건으로 구성하도록 한

다.

준비물

Pat Hutchins의 초인종이 울렸다. (New York:

Greenwillow Books, 1986)

한 학생당 30×45 도화지 한 장씩.

시간

3차시. 심화 활동을 위해서 1차시 더.

교수-학습 지침

1. Pat Hutchins의 초인종이 울렸다를 큰 소리로 읽는

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이 책에 친숙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번에 이 책을 읽을 때, 이들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수학에 관해서 생각해야

만 한다고 말해 준다.

2. 이 이야기를 읽은 후, 이 이야기를 검토하면서 각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의 나눗셈식을 칠판

에 기록하면서 나눗셈 기호의 의미를 소개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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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들에게 할머니가 가지고 오신 새 바구니에 있

는 과자의 수를 구하도록 한다.

4. 또 다른 문제를 설정한다. “할머니가 가져 오신 새

바구니에 과자가 18개만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러

면 전부 몇 개의 과자가 있어요?”라고 말한다. 어

린이들이 30개의 과자가 있음을 알아 낸 후, 칠판

에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방정식을 첨가한다.

3012 


÷ 

5.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수학 방정식을 적고

너희가 적은 방정식을 설명할 것이고, ÷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의 속편을 하나 작성하고 이 속편에 맞는 세 나눗

셈식을 적고 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6.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30×45 도화지 한 장을 8부

분으로 접는 방법을 보여준다.

7. 첫 번째 칸에 학생들은 초인종이 울렸다와 자신들

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고 설명해 준다. 다음의 다

섯 개의 칸에, 어린이들은 칠판에 교사가 적어 둔

수학 방정식 5개를 적으면서 이 이야기를 재진술해

야 한다. 남아 있는 두 개의 칸에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해야 한다.

8. 어린이들이 과제를 완성하고 난 후, 전체 학급 토론

을 주재한다. 이 때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표하도록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수

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요청한다.


